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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ensions / Guesthouses

Farmer Mr. Kim
Location and Nearby Information(Within 10km)



Farmer Mr. Kim

Location  504-4, Ori-gil Irwol-myeon, Yeongyang-gun, Gyeongsangbuk-do

Locatio

n
TEL  010-6420-7812

Breakfast  Not available

Scale  0buildings 2Rooms ⁄ All 0people

Parking lot  No Parking lot

Credit Card  No Available

Homepage  http://moro0792.blog.me/220318481122

Recommended  24

Recommend  Interesting Contects

민들레 소반 준비로

마음 분주했던 요 며칠...

민들레 소식과 함께

돌아오마 약속해놓고

이제나저제나 

민들레 꽃 피길

애타게 기다려도

감감무소식이길래

달래 냉이 씀바귀

이야기로 돌아올까

잠시 고민도... 
민들레 소반

깊은 산속이라 폰은 터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tv도 없습니다.

그리고 오시는 날 저녁과 다음 날 아침 두 끼 제공하더라도

편의시설 멀기 때문에 간식거리는 챙겨오는 것이 좋습니다.

세면도구도 챙겨오셔야 됩니다.

픽업 없습니다.

오시는 길 꼼꼼히 숙지하시고 간혹 내비가

다른 길로 안내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
경북 영양군 일월면 오리리 일월산 관광농원 앞에서

꼭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.

환불 안내

예약 4일 전까지 전화나 덧글 남겨주시면

전액 환불해 드리며 예약 하루 전 50%로 환불

예약 당일은 환불 안됩니다.

Room information  
Related
photos  

Location and Nearby
Information

High season guide No exists Weekend rates apply No exists

Additional person
fees

독채형 게스트하우스: Full Capacity 2person ( Maximum
Capacity : 8person , Additional fees: One person per
20,000Won)

Convenience
Facilities / Amenities

해주는 밥만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 / 냇가에 앉아 책 읽기 / 외씨
버선 제7길 산책하기 / 산나물 따기 체험 / 농부 김 씨 따라 농사체
험 / 다슬기 체험

Basic Facilities No Content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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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ocation and Nearby Information(Within 10km)

List

FullCapacityFull Capacity : 2People ( Maximum Capacity :
8People )

CostsLow season weekdays : 50,000Won / Low
season weekend : 50,000Won

독채형 게스트하우스

PrevNex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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